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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과학영재와 융합영재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 과학반과 융합

반 지원자는 과학자라고 인식하는 범위의 차이가 있었다. 과학반 지원자는 대부분 순수과학자

를 과학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융합반 지원자는 수학자, 예술가, 건축가 등을 포함하여 과학

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융합반 지원자는 과학반 지원자에 비해 ‘노력’, ‘끈기’, ‘흥미’ 등 

정의적 영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과학반 지원자는 과학자의 업적에 대해 융

합반 지원자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과 융합반 지원자는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영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특성을 밝혀 정리해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과학영재교육원의 

융합반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는 융합영재의 특성을 제공해야 한

다. 본 연구가 융합반을 선발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융합반을 지도할 때 정의적 

영역을 중시하는 융합영재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융합영재, 과학자, 인식, 언어네트워크

I. 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자가 예술가가 되고 예술가가 과학자가 되는’ 융합의 시대로서(정재승, 진
중권, 2012) 기존의 학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났다. 이 상황에서 사회는 새로

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각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융합교육은 창조적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문화 형성과 융합적 지식 생성을 위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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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가적으로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한혜숙, 이화정, 2013). 한국 영재교

육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에서 전문가들에게 융합형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송인섭 외, 2011), 2012년 초에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교

육 ․ 과학기술분야에서 바라는 정책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융합인재교육이 높은 순위를 차지

하였다(이승우, 백종일, 이정곤, 2013).
융합인재의 필요성에 따라 각국에서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부터 과학 및 수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교육정책(STEM)을 도입하였

다(Kuenzi, 2008). 영국의 경우 2002년부터 교육에 문화를 접목시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

한다는 목표 아래 ‘Creative Partnership(CP)’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2008년에는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여 혁신을 실험하는 기관인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을 출범하여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학과 혁신을 위한 투자계획(Science & Innovation Investment 
Framework)을 발표하여 융합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김왕동, 2012; 옥현주, 2011).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2월에 교과간의 융합형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실을 일선 학교에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학교 중 32개교(초
등 16개교, 중등 16개교)가 미래형 과학교실 설치 학교로 선정되어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

기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현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완철, 천세영, 2012).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서도 융합교육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외국의 영재학교에서

는 이미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 예술과학영재학교(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에서는 영재를 대상으로 과학 및 예술 간의 상호 민감성과 감수

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Raffles Institution’(RI)도 융합형 영재학교를 

표방하여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며, 네덜란드에서는 레오나르도 프로젝트(Leonardo Project)
를 통해 영재학생에게 통합적 접근을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7개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융합반을 개설하여 복수과목 이수제, 융
합 트랙 등 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

획에 따르면 창의 ․ 융합형 영재교육을 추진과제로 정하고, 융합형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영재교육

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영재교육기관에 융합형 Advancement Placement(AP: 선이수학점제) 교
육과정과 과학 ․ 공학 ․ 인문 ․ 예술 등이 혼합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교육부, 2013).

이렇게 융합교육이 국내외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도 현재 융합인재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으며, 특히 융합영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왕동(2012)은 창의적 융합

인재를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체득해서 자기화하거나 활용 또는 참여함

으로써 창의적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라고 정의하였다. 또, 창의적 융합인재는 박식하며, 전
문성을 획득하는 데 훈련기간이 필요하고, 여러 분야에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학기술과 예술이라는 범위에 국한

되어 있고 교육현장인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함의에 집중하

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0)에서도 융합인재에 대한 개념 고찰을 시도하고 있으나, 
융합인재의 특성을 인재의 자질과 역량 중심으로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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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융합영재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류지영과 정현철(2010)은 영재 선발 시 영재의 중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영재들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며, 융합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융합영재의 특성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융합영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인지적, 정의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의 융합반을 선발할 때 

체계적인 준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준거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융합영재가 가지고 있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

을 살펴봄으로써 융합영재의 특성을 알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과학학습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범기, 1993; 송진웅, 1993; Gottfredson, 1981; Nay & Crocker, 1970; She, 1998). 또, 
과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학생들에게 과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이용주, 송순옥, 2003). 과학자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정되며 어린 시절에 정해진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과학자의 이상향

에도 영향을 주어 오랜 기간 동안 과학 학습에 영향을 준다(노태희, 최용남, 1996; 송진웅, 
1993).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과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책임감 부분에서 남학생과 여

학생의 차이가 있었다(이효녕, 박경숙, 2010). 또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초 ․ 중등학생을 대

상으로 비교한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과학자를 발명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학생

은 과학자를 기초과학자나 응용과학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여상인, 1998). 일반학생과 

과학영재반 학생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김소형 외, 2005; 임희준, 여상인, 2001). 연구 대상에 따라 과학자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과학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과학영재와 융합영재의 특

성 차이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

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위대한 과학자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과학자를 서술

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표상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융합영재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목적

을 둔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위대한 업적

을 남긴 과학자는 누구인가?
연구문제 2.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언어적 

표상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차

본 연구는 과학영재와 융합영재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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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와 그 과학자에 대해 서술한 

문항지를 분석하여 사용한 단어들의 차이와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융합 인재와 융합 교육, 대상에 따라 과학자를 인식하는 관점이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하였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과학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서술 가능한 개방형 문항지를 개발하여 2013년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

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응답한 문항지는 전사한 후 단

어 단위로 명사화하여 언어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 상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을 지원한 학생과 융합반을 지원한 학생 간의 특성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남부권 소재 C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선발 과정에 참여한 5학년 106명의 학

생을 대상으로 과학자에 대한 글쓰기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과학반에 지원한 학생이 48명
(남: 37명, 여: 11명)이었고,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이 58명(남: 33명, 여: 25명)이었다. 대상 

학생들 중 86명(81.1%)은 도청소재지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으며, 나머지 학생

들도 대부분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자에 대

한 글쓰기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제시한 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응답한 학

생 중 3명은 자신이 선정한 사람을 과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물로 제출하였다. 이
는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명은 과학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1명은 과학자의 이름만 서술

하고 그 과학자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 분석이 불가능하여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대상 학생은 과학반 지

원자가 44명(남: 34명, 여: 10명), 융합반 지원자가 56명(남: 32명, 여: 24명)으로 총 100명이

었다<표 1>.

구분
성별(명)

합계
남 여

과학반 지원자 34 10  44
융합반 지원자 32 24  56

합계 66 34 100

<표 1> 과학자에 대한 인식 조사에 참여한 학생

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은 C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선발 기간인 2012년 11월에 이루

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C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초등학교 5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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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대상으로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먼저 영재교육 박사과정에 있는 3인과 총 세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위

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 과학자의 특징’에 대해 기술할 개방형 

문항지를 개발하였다. 이후 영재교육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문항지를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

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는 과학영재와 융합영재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반을 지원한 학생과 

융합반을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자와 그에 대한 언어적 표상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

법을 이용하여 도식화하고 정량화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과학자에 대한 글

쓰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수집한 전사 자료는 모두 텍스트(text) 파일로 변환

한 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하나는 과학반을 지원한 학생과 융합반을 지원한 학생

이 위대한 과학자로 선택한 과학자를 비교하였고, 자신이 선택한 과학자에 대해 서술할 때 

사용한 단어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과학반을 지원한 학생과 융합반을 지원한 학생들이 사용한 단어 중에서 조사와 형용

사는 제외하는 정제(clean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둘째, 서술어는 명사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런 원칙에 따라 전처리과정을 거친 자료는 한국어 기반 대용량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KrKwic
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지도의 특성 분석을 위해 UCINET 6.0 for Windows를 이

용하여 빈도(frequency)와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의 분석 지표를 산출하였다. 빈도

는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도수(국립국어원, 2013)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사용 횟수를 표현하는 분석지표이다. 중심성

(centrality)은 한 단어가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어

떤 부분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 중 위세 중심성

(eigenvector centrality)은 그 단어와 연결된 단어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는 지표이

다. 다시 말해 어떤 단어의 위세 중심성이 높다는 뜻은 중심성이 높은 다른 단어와 서로 관계

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세 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조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 단어를 찾는 데 주로 사용된다(이준기, 하민수, 2012). 그리고 UCINET 6.0 for Windows 
내의 네트워크 지도화 프로그램인 NetDraw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III. 연구 결과  논의

1. 한 업 을 남긴 과학자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와 융합영재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반을 지원한 학

생과 융합반을 지원한 학생들에게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게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KrKwick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된 단어와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과학영재교육

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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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전체 과학(%) 융합(%) 비율차*

에디슨 28 11(25.0) 17( 30.4 ) -5.4 
아인슈타인 17  4(9.1) 13( 23.2 ) -14.1 
퀴리  9  7(15.9)  2( 3.6 ) 12.3 
뉴턴  8  2(4.5)  6( 10.7 ) -6.2 
갈릴레이  7  7(15.9)  0( 0.0 ) 15.9 
장영실  5  2(4.5)  3( 5.4 ) -0.8 
다빈치  4  1(2.3)  3( 5.4 ) -3.1 
*: 과학의 % - 융합의 %, 비교(빈도 4 이상)

<표 2> 지원자들이 인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에 나타나는 과학자의 빈

도를 보면 ‘에디슨’(28), ‘아인슈타인’(17), ‘퀴리’(9), ‘뉴턴’(8) 순으로 나타났다. 순수과학자

가 아닌 ‘에디슨’은 과학반 지원자와 융합반 지원자 모두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중등학생, 유치원 교사, 중등과학 교사에게 자신이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

인지를 묻는 물음을 적용하였던 송진웅(199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나 ‘퀴리’, ‘뉴턴’, ‘갈릴레이’ 등 순수 과학자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는 발명가나 응용과학자 쪽에 가깝다는 

김소형 외(2005)의 연구와는 달리 순수과학자의 빈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에디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과학반 지원자 25%, 융합반 

지원자 30.4%로 융합반 지원자가 5.4% 높게 나타났으며, ‘아인슈타인’은 융합반 지원자가 

14.1%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뉴턴’은 융합반 지원자가 6.2%, ‘다빈치’는 ‘3.1%’, ‘장영실’은 

‘0.8%’로 높게 나타났다. 융합반 지원자에서 ‘에디슨’, ‘장영실’, '다빈치‘ 외에도 순수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뉴턴‘에 대한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과학반 지원자가 더 높게 나타난 

과학자는 ‘퀴리’ 12.3%, ‘갈릴레이’가 15.9%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융합반 

지원자가 융합을 과학과 수학이 합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사례 1>), ‘아인슈타인’과 ‘뉴턴’
은 이 두 분야 모두에서 우수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 1> ‘아인슈타인 ’과 ‘뉴턴 ’에 대한 융합반 사례

김○○ : 내가 지원한 분야는 과학과 수학을 합친 복합인데 이 복합 분야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는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은 …

권○○ : 아인슈타인, 뉴턴은 과학과 수학 모두 능했습니다. …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를 보면 ‘에디슨’, 
‘아인슈타인’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과학자에 대한 

청소년의 인상을 알아본 김학수, 홍혜현, 박성철(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박종석, 심규철, 
육근철(2001)의 연구에서도 에디슨을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로 선택한 경우가 전체의 2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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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뉴턴’, ‘퀴리’, ‘갈릴레이’ 등 물리학자를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4%로 나타나 발명가인 ‘에디슨’(28%)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 비해 물리학자를 과학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과학자를 

조사하였던 유미현, 전미란, 홍훈기(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였다. 또 과학영

재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던 박종석 외(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대부분의 외국인 과학자 중 분야별로 분석했을 때 물리학자

가 46%로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반 지원자와 융합반 지원자가 인식하는 ‘과학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통합 언어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그림 1]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선택한 과학자는 ‘아르키메데스’, ‘다빈

치’, ‘장영실’, ‘파브르’,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였다.

[그림 1] 과학반 지원자와 융합반 지원자가 인식하는 ‘과학자’에 대한 통합 언어 네트워크

‘과학자’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과학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국
립국어원, 2013)는 정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과학반에 지원한 학생들은 ‘호킹’, ‘다윈’, ‘갈
릴레이’, ‘라부아지에’ 등 순수과학자를 과학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

들은 ‘가우스’, ‘가우디’, ‘뫼비우스’ 등의 수학자와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공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정약용’도 과학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과학자에 대한 정의에 

합당하게 인식하고 있는 과학반 지원자들과는 달리 융합반 지원자는 정확한 개념에 따라 분

류하기보다는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수학자, 예술가 등 더 넓은 범위로 과학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중 한국인

은 ‘장영실’, ‘정약용’, ‘안철수’ 뿐이어서 한국인 과학자와 그들의 업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박종석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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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자에 한 인식 차이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원자들이 

과학자의 특징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KrKwick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표 3>). 이 

중 ‘과학자’, ‘과학’이라는 단어는 문제에 제시된 단어이므로 계량적 지표를 비교하는 데에

서는 생략하였다. 각 지표는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내었다.

순서 Words
f n-eig nBet

과학 융합 과학 융합 과학 융합

 1 과학자 30 47 61.137 67.204 5.639 10.303
 2 과학 18 29 70.233 76.177 24.654 26.999
 3 업적 21 24 42.359 33.937 8.496 5.025
 4 노력 11 27 7.968 21.340 6.241 6.715
 5 발명 12 30 19.211 37.411 6.450 4.629
 6 실험  9  9 13.631 9.997 3.066 0.932
 7 연구  7  6 11.118 5.380 5.095 1.717
 8 끈기 10 20 5.267 17.201 5.118 3.636
 9 관심  6 13 5.911 11.567 4.672 2.348
10 실패  5 17 3.064 15.653 1.600 2.239
11 생각  7  7 5.703 3.352 4.399 2.880
12 성공  3 13 3.193 9.086 0.119 1.477
13 독서  4  7 9.778 4.705 0.466 1.950
14 호기심  6 16 2.982 5.742 1.023 2.362
15 흥미  5  5 7.002 4.034 0.466 0.169
16 생활  3  7 3.996 5.502 1.651 2.739

<표 3>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한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

과학반 지원자는 ‘업적’(21)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위세 중심성은 42.359
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융합반 지원자는 ‘발명’(30)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 

위세 중심성은 37.411로 나타났다.
‘과학자’의 기본 정의에서 중요시되는 단어인 ‘실험’, ‘연구’는 두 반 지원자 모두 낮은 빈

도와 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학반 지원자의 응답이 ‘실험’(과학반 13.631, 융합반 9.997), 
‘연구’(과학반 11.118, 융합반 5.38)로 융합반 지원자와 비교할 때 좀 더 높게 나타난다. 또
한, 융합반 지원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노력’, ‘끈기’, ‘관심’ 등 정의적 영역이 더 높은 위세

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력’(융합반 21.34, 과학반 7.968), ‘끈기’(융합반 17.201, 
과학반 5.267), ‘실패’(융합반 15.653, 과학반 3.064), ‘관심’(융합반 11.567, 과학반 5.911)은 

두 반 지원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반 지원자보다 융합반 지원자

가 과학자의 특성에서 정의적 영역을 중요시하여 서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반 지원자가 사용한 전체 언어를 네트워크로 나타낸 결과 ‘과학자’, ‘과학’이라는 낱

말 이외에 ‘업적’이라는 낱말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과학’이 중심적 위치에서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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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과학자’, ‘발명’, ‘업적’, ‘갈릴레이’, ‘퀴리’, ‘전구’ 등과 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자의 업적을 서술할 때 필요한 단어인 ‘이론’ 이나 ‘물질’, ‘연구’, ‘실
험’, ‘중력’, ‘발견’ 등의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에 비해 

과학반 지원자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 외곽에 위치한 단어들을 보면 ‘흥미’, ‘극복’, ‘성공’, 
‘의문’ 등의 단어로 정의적 영역에 속해있는 단어들이었다([그림 2]).

[그림 2] 과학반 전체 언어

그에 비해 융합반 지원자가 사용한 전체 언어를 네트워크로 나타낸 결과 ‘과학자’, ‘과학’이라는 

낱말 이외에 ‘발명’, ‘노력’이라는 낱말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과학’과 ‘에디슨’을 중심으로 

‘과학자’, ‘업적’, ‘발명’ 등이 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기’나 ‘도전’, ‘관심’, 
‘호기심’, ‘생각’, ‘해결’, ‘성공’, ‘끈기’ 등의 단어도 비교적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물질’이나 ‘탐구’ 등 과학의 본질과 관련된 단어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다([그림 3]).

[그림 3] 융합반 전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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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반과 융합반 지원자의 전체 언어를 비교해 보면 두 반 사이에 차이점을 더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실험’, ‘이론’, ‘생각’, ‘성공’, ‘연구’, ‘관심’, 
‘실패’, ‘노력’, ‘끈기’, ‘물질’, ‘업적’, ‘발명’, ‘생활’, ‘흥미’, ‘호기심’, ‘발견’ 등으로 대체적으로 

과학에 관련된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반 지원자만 사용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과학과 관련된 ‘연소’, ‘물체’, ‘물리’, 

‘공전’, ‘지구’, ‘우주’ 등의 단어와 ‘의문’, ‘극복’ 등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쓰이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융합반 지원자만 쓴 단어들을 보면 ‘발명가’, ‘탐구’, ‘편리’, ‘컴퓨터’, ‘해결’, 
‘질문’, ‘포기’, ‘창의성’, ‘문제’, ‘용기’, ‘발전’, ‘도전’, ‘개발’, ‘건축’ 등 본질적으로 과학과 관련

되지 않은 다양한 범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그림 4] 과학반과 융합반 전체 언어비교

이는 특정 과학자만 서술한 단어들을 봐도 같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자 에디슨

에 대한 과학반 지원자와 융합반 지원자의 언어를 비교해 본 결과([그림 5]) 공통적으로 ‘호
기심, 발명, 실패, 업적, 과학자, 노력, 전구, 성공, 끈기’라는 낱말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에디슨’이라는 과학자에 대해 그의 업적 및 정의적 영역을 고루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융합반 지원자는 ‘포기’(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임), ‘천재’, ‘도전’, ‘실험’, ‘관
심’, ‘편리’ 등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과학반 지원자만 사용

한 낱말은 ‘엉뚱’이라는 단어뿐이었다. 그 외에 과학반 지원자는 융합반과 공통적으로 쓴 단

어들을 사용하여 서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에디슨의 업적이나 대표적인 발명품에 대한 내용

이었다. 물론 융합반 지원자도 같은 내용을 서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례 2>).

<사례 2> 에디슨에 대한 과학반과 융합반 사례

과학반 양○○ :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는 에디슨이다. 에디슨은 백열전구, 축음기 등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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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용적인 물건을 만드셨다. 에디슨은 호기심과 질문이 많았다고 한다. 나 또한 질문이 예리하

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 때때로 너무 집요하다고 혼나기도 하였다 . 에디슨은 생각이 엉뚱하다

고 학교에서 3개월 만에 나왔다. …

융합반 이○○: 발명왕 에디슨은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과학자이십니다. 에디슨은 여러 과학기

구를 발명하셔서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별명도 생기셨습니다. 이 과학자는 실험에 실패하더라도 

끈기있게 끝까지 노력하여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역시 노력 없

이는 되는 것이 없고,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에디슨 과학자를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나도 에디슨처럼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

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

[그림 5] ‘에디슨’에 대한 언어비교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퀴리에 대한 언어를 비교해 보면 과학반 지원자는 ‘상대성 이론’이
나 ‘MC’(E=MC2를 나타냄), ‘플로늄’, ‘방사능’, ‘노벨상’, ‘라듐’ 등 과학자가 발견한 이론이

나 과학자의 업적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과학영재반 학생과 일

반 학생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김소형(2005)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과학자를 존경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학자의 배경이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업적을 가장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반해 융합반 지원자는 과학자의 업적보다는 ‘호기심’이나 ‘질문’, ‘천재’, ‘노력’, ‘끈

기’ 등의 낱말을 사용하여 과학반 지원자에 비해 업적을 덜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그림 6, 그림 7]. 이는 <사례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3> 아인슈타인과 퀴리에 대한 과학반과 융합반 사례

과학반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 그 사람은 

상대성 이론(E=mc2)을 제시하여 이 세상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꼬마 아이로부

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인슈타인 아저씨? 아저씨는 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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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는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썼습니다. ‘과학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과학은 하면 할수록 재

미있단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 아인슈타인도 과학을 좋아합니

다. 그리고 저는 아인슈타인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과학반 박○○ :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퀴리부인 ’입니다. 퀴리 부인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

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노력을 해서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 입학

하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한 뒤, 방사능 물질을 연구하다가 ‘라듐 ’이라는 물질을 발견하였습니

다. 그래서 그녀는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라듐 실험을 아주 열정적으로 한 

결과, 그녀는 라듐의 분리에 성공을 하면서 노벨 화학상을 또 수상하게 됩니다 . 저도 퀴리부인처

럼 훌륭한 제 2의 여성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융합반 라○○: 아이슈타인 입니다. 아이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또 아이슈

타인은 선생님이 뭐라 하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 선생님께서 무얼 말하셔도 저는 

설득합니다. …

융합반 백○○: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는 마리퀴리이다 . 마리퀴리는 

비록 우라늄을 연구하다 중독되어 죽었지만 난 마리퀴리를 존경한다 . 내가 마리퀴리와의 공통점

은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다 . 또 마리퀴리는 나라인 폴

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

음이 깊었다. 또 마리퀴리는 핵 등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다 . … 나는 마리퀴리를 닮

고 싶고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다 .

[그림 6] ‘아인슈타인’에 대한 언어비교 [그림 7] ‘퀴리’에 대한 언어비교

IV. 결  론

현대사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각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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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융합교육이 국내외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현재 각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 융합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융합영재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의 융합반을 선발할 

때 준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학생들의 과

학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그들 간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융합영재의 특

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반과 융합반 지원자 모두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를 선택하라는 문

항에 ‘에디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아인슈타인’, ‘퀴리’, ‘뉴턴’, ‘갈릴레이’ 등 순

수과학자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반과 융합반 지원자가 응답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 중에서 ‘에디슨’, ‘아인슈타인’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과학영재교육원

에 지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과학반과 융합반 지원자가 공통적으로 선택한 과학자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자 중에

서 과학반 지원자는 ‘호킹’, ‘다윈’, ‘갈릴레이’, ‘라부아지에’ 등 순수 과학자를 과학자로 인

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융합반 지원자는 ‘미켈란젤로’, ‘가우디’, ‘잡스’, ‘안철수’ 등을 자신

이 생각하는 위대한 과학자로 선택하였다. 즉 융합반 지원자들이 과학과 관련된 공학자나 

기술자, 수학자, 예술가 등을 과학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학반에 비해 

과학자의 범위를 더 넓게 인지함을 의미한다.
셋째, 과학자의 특징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학자의 기본 정의에서 중요

시되는 단어인 ‘실험’(과학반 13.631, 융합반 9.997)과 ‘연구’(과학반 11.118, 융합반 5.38)는 

두 반 지원자 모두 낮은 빈도와 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과학반 지원자의 응답이 융합반 지

원자의 응답보다 더 높은 위세를 보였다. 또, 정의적 영역인 ‘노력’(융합반 21.34, 과학반 

7.968), ‘끈기’(융합반 17.201, 과학반 5,267), ‘실패’(융합반 15.653, 과학반 3.064), ‘관심’(융
합반 11.567, 과학반 5.911) 등의 단어는 융합반 지원자 응답의 위세 중심성이 훨씬 높게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융합반 지원자는 과학반에 비해 정의적 영역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과학자에 대한 언어를 비교한 결과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퀴리에 대한 서술을 살펴

보면 융합반 지원자는 ‘호기심’, ‘질문’, ‘천재’, ‘노력’, ‘끈기’ 등의 낱말을 사용한 것을 발견

하였다. 이에 비해 과학반 지원자는 ‘상대성 이론’, ‘MC’(E=MC2를 나타냄), ‘플로늄’, ‘방사

능’, ‘노벨상’, ‘라듐’ 등 과학자의 업적이나 이론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었다. 이는 과학반

에 지원한 학생들이 융합반에 비해 특정 과학자에 대해 인식할 때 그 과학자의 업적을 분명

히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 과학영재교육원의 과학반과 융합반에 지원한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서 업적을 남긴 과학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

과 동일시할 수 있거나 존경하는 과학자보다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거나 일상 경험으로

부터 많이 들을 수 있는 과학자들을 선택하고 있었다. 과학자에 대한 이들의 선택은 매우 협

소하고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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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재 교육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과학영재들이 폭넓은 영역의 과

학자들을 접하고, 그들이 과학에 대한 동기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 과
학자에 대해 서술할 때 과학반 지원자는 과학자의 업적이나 이론을 확실히 알고 서술하는 

데 비해 융합반 지원자는 정의적 영역을 중시하여 서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융합반

을 선발할 때 내용적 측면만이 아닌 정의적 특성까지도 포함하여야 하며, 차별화된 방법으

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 선발 후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융합반을 

지도할 때에도 정의적 영역을 중시하는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융합영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융합영재를 선발하는 것이 융합영재교육

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융합영재들

의 선발에 대해 융합영재의 특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융합영재를 정의하고 선

발하는 데 어떤 특성 요소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개념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융합영재들에 대한 다양한 기질 특성들이 밝혀지고 이론적 정교화가 

진행되어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간편한 융합영재 선발도구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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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gifted students 

through the their perception of the differences about scientists between Science class and 

Convergence class in gifted science education center.

Consequently, this article report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bout scientists 

was distinction between applicants of Convergence and Science class. Science class applicants 

mainly recognized scientists as pure scientists, but Convergence class applicants recognized 

scientist were including mathematician, artist, architect, etc. Also Convergence class applicants 

thought that affective domain including ‘effort’, ‘patience’, ‘interest’ was more important that 

Science class applicants. On the other hand, when they described the scientists, Science class 

applicants knew their achievements as scientists more specifically than Convergence class. 

And to conclude, the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 between Convergence and Science class 

applicants in gifted science education center.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irstly, conceptual study 

is urgent about convergence gifted students in their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Secondly, 

information regarding the criteria to select student for convergence class in gifted science 

education center. Finally, when teaching convergence gifted student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ir characteristics such affectiv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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